
2004년도 미국식품과학회(IFT) 참가

 논문발표

김  남  수

식품기능연구본부

 2004년 7월 12일(월)부터 16일( )까지 미국 

Nevada주 Las Vegas시에서는 미국식품과학회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2004년도 연례 

학술 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으로 식품 련 

분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통이 깊은 본 

회에는 올해 세계 50여 개국으로부터 23,000여명

이 참석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자료들

을 수집하 다.

 

Ⅰ. 학회 개요

  1) 학회명 : 2004 IFT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2) 일  시 : 2004. 7. 12(월) ～ 7. 16( )

  3) 장  소 : 미국 Nevada주 Las Vegas시, Las 

Vegas Convention Center

  4) 참가자 : 약 23,000여명(한국인 참석자 : 약 

150명)

  5) 학회 발표 개요 

  모든 Technical program은 Aquatic Food 

Products, Biotechnology, Carbohydrates, Dairy 

Food, Food Chemistry, Sensory Evaluation, Food 

Engineering, Food Packaging,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Nutrition 등 32개 Division  

1개 Video Theater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으로는 

164개 Session으로 이루어졌다. 식품과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총 1,950편의 구두  포스터 논

문과 심포지엄  포럼 발표 등이 있었는데 이는 

양 으로 작년 비 10% 이상 증가하 다.

- Symposium : 71개 session(408편)

- Technical Oral : 24개 session(250편)

- Technical Poster : 51 session(1,234편)

- Video Theater : 4개 session에(22편)

- Hot Topics : 3개 session(13편) 

- Forum : 8개 session

- New Products & Techonologies : 3개 session 

(23편) 

  6) Food Expo 시업체 : ADM 등 3,600여 업

체가 참가하 으며 이를 식품의 범주별로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 Acidulants, pH control : 46업체

- Amino acids : 41업체

- Cereal grains : 33업체

- Dairy products : 37업체

- Fats and oils : 44업체

  국내․외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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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vors and savory : 61업체

- 기타 108개 식품의 범주 : 3338업체

Ⅱ. 학술발표 내용 요약

1. Product Development
  Product Development 분야에 한 발표는 ①심

포지엄이 4개 부분, ②구두 발표가 1개 부분 그리

고 ③포스터가 45편 발표되었다.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포지엄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칼로리 감소를 한 

물리, 화학  변형 식품 ㉡변화하는 세계속에서의 

제품개발 ㉢고수분 extrusion의 과학 기술  응

용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인에게 유행하고 있는 

양념조미료의 제품과 기술 개발이었다.

  ㉠칼로리 감소를 한 물리, 화학  변형 식품

부분에서는 식품에 있어서 지질의 기능, 식품의 

나노 구조의 물리  분석, 식품의 구조를 입증하

는 기술, 겔 시스템에 있어서의 칼로리 감소, 고체 

식품들의 칼로리 감소  식품유화에 있어서의 칼

로리 감소의 발표가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속에

서의 제품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산업이 어떻

게 이루어져 왔는가?, 오늘날 제품들은 어떻게 개

발되고 있는가 트 십을 개발하자, 오늘날의 시

장에서 경쟁하기 한 R&D 그룹을 세우자, 최고

의 서비스와 제품의 공 이야말로 변화를 불러 일

으킬수 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미래를 상상해보

라는 주제별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수분 

extrusion의 과학 기술  응용 부분에서는 고 수

분 extrusion 서론, 분 융합 copolymers들의 연

속 생산, 고수분 extruded 콩단백과 이들의 잇 에 

의한 시장성, 유청단백질의 고수분 extrusion, 재성

형 육제품 제조를 한 고수분 extrusion  간

수분 extrusion의 이용에 한 발표가 있었다. ㉣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인에게 유행하고 있는 양념조

미료의 제품과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북동아

시아인의 애용하는 양념조미료의 반  서술, 남

동 아시아인의 통 인 양념 조미료, 인디안의 

양념조미료, 앙, 남부아메리카  카리 해 히스

패닉인의 양념조미료  미국에서 아시아인과 히

스패닉인들을 한 양념류 제품개발에 한 발표

가 있었다. 

  ② 구두발표는 1개 session에서 이루어졌는데 3

개의 경작지에서 생산된 sweet potato들로부터 제

조된 bulk 성분들의 조성과 특성, innulin과 olig- 

ofrutose가 강화된 바나나 주스의 개발, 빵의 양

, 능  품질을 나타내는 wheat flour을 체하

는 CF, BPPC의 효과, ostrich egg white의 기능

 특성, pumkin seed kernels 양   oil 특성, 

최소가공처리된 채소의 보존에 유용한 항미생물 

활성을 지닌 식품성분의 생산, 진공상태에서 마이

크로웨이  가열처리된 가루 반죽의 puffing, 식

품개발에 있어서 선구 인 tool로서 buffer capa- 

city의 이용, 단백질 음료에 있어서 갈변에 기인하

는 여러 단백질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③ 포스터는 45편 발표되었는데 제품 련 내용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스턴트 음료 제조를 한 durum wheat의 

이용

  ․사과소스의 이화학 , 미생물, 능  특성 

비교

  ․우유 캔디 제품의 유아 소비자 기호도 

  ․Pan bread 제조를 한 땅콩, 편두  병아리

콩의 발효, roasting  cooking 

  ․ 가루로 제조한 non-wheat 버터의 능  

품질 특성

  ․탈수방법에 의한 마르멜로 이용 제품 개발

  ․Lutein이 강화된 juice blend의 개발

  ․Extrusion 기술을 이용한 과 바나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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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개발

  ․Kansei engineering을 이용한 과일 주스 개발

  ․Lactose, pectin-gelatin 혼합물이 두유 요구

르트의 성과 pH에 미치는 효과

  ․분무건조한 Anaheim 고추퓨  특성에 한 

공정조건의 효과

  ․냉동 콩요구르트의 품질에 한 protease의 

효과

  ․Whole rice bread의 품질에 한 첨가물 효과

  ․포도박을 이용한 쿠키 제조

  ․콩 소세지의 능평가

  ․당근 이크 가루의 품질 특성

  ․ 토르트한 계란제품의 조직  색깔 증진 최

화 기술

  ․냉동 soy cream 제품의 개발

  ․Taro snack 제품의 품질 최 화

  ․열처리된 양  퓨 의 물리화학 , 물성   

능  특성

  ․Cucurbita maxima Duch가 강화된 한국 통 

고추장의 제조

  ․마요네즈 제조 모델 시스템에서 계란 노른자

의 체품

  ․크림이 첨가된 샌드 치 쿠키에 한 long- 

chain omega-3 지방산의 안정성

  ․ 통 터키 유제품(Kesmik)의 조직 특성

  ․Extruded crab mince 스낵 제품의 품질 향상

을 한 콩단백질의 이용

  ․Breakfast cereal 제조를 한 가루  땅콩

가루의 배합

2. Toxicology and Safety Evaluation
  Toxicology & Safety Evaluation 분야에서는 식

품 는 식품 구성성분과 련하여 Toxicology  

Safety Evaluation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식품 과

학자, 식품 기술자, research manager, 정부기 의 

regulator, 교육자들이 참가하여 식품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  향상을 

한 과학기술의 응용에 주력하 으며 food toxic- 

ology분야의 교육을 한 기 을 설립하고 food 

toxicology & safety 평가와 련한 로그램과 

심포지움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004

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IFT 학회에서 Toxic- 

ology & Safety Evaluation Division은 6개의 심

포지엄과 1개의 Technical Poster Session을 개최

하 으며 개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 1 . Qua l i f i ed hea l th c l a ims: One year 

later

2.2. Qualified health claims: Is the FDA 

report card making the grade with 

consumers?

  이 session들은 주로 식품의 법규와 통제에 

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health claim의 역사, 자격

조건, 자격에 합한 health claim과 각 문가의 

역할, health claim이 수되었을 때 우선 순 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안 과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 nutrigenomics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한 내용을 FDA, 컨설  회사, 

식품 연구소 등의 계자들이 발표하 다.

2.3. Advances in food ir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이 session은 Nonthermal Processing Division 

심으로 Fruit & Vegetable Product Division, 

Muscle Foods Division, Sensory Evaluation 

Division, Toxicology & Safety Evaluation Div- 

ision이 함께 개최하 다. Irradiation 기술에 한 

소개와 조사 식품의 규제, 포장, 독성학  안 성, 

시장성과 소비자의 수용도, 학교 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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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ground beef의 식미성, 식육 조사시 발생하

는 이취와 색깔 변화의 조 , 신선 야채와 과일을 

상으로 한 새로운 조사 기술 개발 등과 같은 발

표가 있었다.

2.4. Old story, new twist: Umami and 

amino acids

  Umami는 1908년에 일본인에 의해 독특한 맛으

로 동정된 glutamate 분자로써 monosodium 

glutamate (MSG)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5번째

의 맛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session에서는 

umami taste receptor, 뇌에서 맛을 인지하는 기

작, umami의 안 성에 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2.5. Are low dose exposures to allergenic 

foods hazardous?

  이 session은 주로 food allergen에 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allergy를 일으키는 최 량, allergen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향, 최소 allergy 유발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련된 문제들, 제한된 data로

부터 최소 유발량을 측하는 통계학  근법, 

allergen의 검사 방법 등이 발표되었다.

2.6. Safety and efficacy of lactoferrin

  이 session은 Muscle Foods Division과 공동으

로 비되었으며 우유에서 유래된 lactoferrin의 알

러지 잠재성, lactoferrin의 식이 노출의 평가, 

lactoferrin의 구조와 기능, lactoferrin의 기술  특

성과 응용, 우유 유래 lactoferrin의 GRAS 설정하

기 등의 토론이 있었다.

2.7. Technical poster session

  천연에서 유래하는 는 합성 물질의 분석, 독

성 평가, 동정 등의 분야에서 총 24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독성  분석 평가 기법들이 

소개되었으며 섭취량 조사와 인체 축 량에 한 

조사도 발표되었다.

3. Sensory Evaluation
  2004 IFT에서 sensory evaluation에 한 발표

로 37편의 구두발표와 38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

다. 구두발표는 크게 quality measurement and 

control, irradiated foods, individual common 

products, analytical method, sensory theory에 

한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3.1. Quality measurement and control

3.2. Irradiated foods

  육류  채소류의 살균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식품의 품질 리  능평가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toxicological 

safety에 한 발표도 있었다. 먼  Cleland 박사

는 gamma, e-beam, x-ray와 같이 다양한 방사선

원에 한 조사 기술에 해 언 하 고, Pauli 박

사는 식품 포장과 방사선 조 에 한 구두 발표

를 하 다. 한 Eustice 박사는 방사선 조사 식품

에 한 소비자의 구매도를 일반슈퍼마켓, 식당, 

가정용 배달 식품에 해 조사 발표하 다. 

3.3. Individual common products

   이 섹션에서는 실제 가공제품에 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각 식품의 능  특성을 기계

, 능 , 통계학  분석을 통하여 구체 으로 

행해진 를 제시하 다. 여기서 언 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Sweetener mixture for soymilk

  - Improving soy cheese flavor and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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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colate-flavored peanut beverage

  - Soy-enhenced tomato juice

  - Chocolate milk

  - Edible films and coatings

  - Color intensity of cranberry juice beverage

3.4. Analytical method & theory

  연사로 Hankemeier 박사는 다성분계의 식품에

서의 능  품질 로 일과 품질 측을 하여 

holistic analysis를 도입하여 GC, LC, MS를 이용

하여 얻은 data를 multivarite data analysis(MVA)

를 통하여 실제 식품으로부터 bitterness를 측하

으며, 사과쥬스의 spoilage 측에 용한 사례

를 소개하 다. 

  이번 IFT 2004 sensory evaluation 섹션의 특징

을 요약하면 우선 제품에 한 소비자의 기호도, 

구매의도 등을 직  소비자에게 근하여 data를 

수집, 분석하는 여러 가지 조사기법의 개발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있으며, 각 제품의 품질을 

능  분석, 기기분석, 통계분석을 통한 multivarite 

data analysis 기법을 통한 품질 리  품질 측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주제는 

어린이용 식품일 경우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능검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

양한 제품, 매 상에 하여 좀 더 세 한 연구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Sensory evaluation 분야에 발표된 포스터 자료

는 38건으로서 다음과 같다.

  - 능평가와 기기분석을 이용한 장  콜

릿의 품질변화

  - 구강  비강에서 느끼는 ferrous sulfate의 

metal taste

  - 염화칼슘 강화 음료를 통한 칼슘 섭취의 증가

  - Sweet potato 제품에 한 소비자의 성향

  - 사과쥬스와 생수에서의 guaiacol의 역치 검지

를 한 평가 방법

  - 무기염류의 감지와 기계  타액 탁도와의 상

계

  - 키토산 유래 식용필름으로 코 된 신선 str- 

awberry의 능평가

  - 두 강화 아이스크림에 한 소비자의 기호도

  - 제품 품질 만족도와 맛이 소비자의 건강에 지

각에 미치는 향  

  - 고압처리가 계란 제품의 능평가에 미치는 

향

  - 제품명, 제품 타입이 소비자의 기호도에 미치

는 향

  - 차 제품류의 능  특성과 비 능  요소가 

소비자의 기호도에 미치는 향

  - 두가지 실험 로토콜에서 기호도 조사시 

category와 수 비교실험

  - 지방 체제를 사용한 white cheese의 미세구

조와 texture

  - Sweet potato, mango, pineapple를 이용한 혼

합 쥬스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의 최 화

  - 두유를 첨가한 감자칩의 산화안정성 향상

  - 가루를 주원료로 한 버터 익의 구매력에 

미치는 소비자의 능  평가

  - 칼슘 강화 milk candy에 한 소비자 구매 

의도 조사

  - 두 isoflavone, lutein, cane juice 함유 제품

에 한 소비자 구매도 조사

  - 병입 차제품류에 한 인종차이에 다른 소비

자 기호도

  - 라디오  처리에 의한 살균 계란제품의 능 

평가

  - 문 pannel에 의한 재수화 식품 입자의 평가

  - 두 부산물 식이 산란계의 계란의 장  

능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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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쥬스에 한 소비자의 능  로 일과 

이화학  성분간의 상호 계

  - Sequential sensitivity analysis 모델과 3-AFC 

test를 사용한 conditional stimulus 모델간의 

측시험

  - Shiitake 버섯분말 첨가가  pork patty의 

texture와 flavor에 미치는 향

  - Beef patty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능  특성을 Kano method를 이용한 분류

  -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PLSR)을 사

용한 볶은 땅콩의 능  특성과 소비자 간

의 련성

  - 치즈의 경도 측정을 한 BITE master II와 

기기분석 결과 비교

  - 가공방법에 다른 beef jerky의 능  특성

  - Ice cream에서 vanilla flavoring 타입과 

labeling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향

  - 밥의 texture에 한 기계  분석과 능평

가의 비교분석

  - 어린이에 한 능평가를 한 henonic 

scale의 개발

  - 지분유  oryzanol 고함유 rice bran oil의 

flavor threshold

  - 식이섬유와 칼슘 강화 야채 soup의 능평가

  - Pound cake에서 shelf-life와 texture 향상을 

한 감미 해제(±2-(4-methoxy-phenoxy) 

propanoic acid의 용

  - Triticale(synthetic cereal)과 wheat bread의 

기기  능  평가

  - Regular와 light yogurt의 선호도에 한 

body mass index의 향

5. Food Irradiation
  방사선조사기술  검지기술과 련된 sympos- 

ium(Title : Advances in food ir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은 "Toxicology & Safety 

Evaluation Division" 분과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Technical poster session은 “Food chemistry : Food 

analysis, irradiation and toxicology” 분야에서 

으로 발표된 반면, “Nonthermal processing : 

General" 분야에서 일부가 발표되었다. Sympos- 

ium은 아래의 7개 주제가 발제되었고, 각 주제는 

30분 발표  5분 토의로 진행되었다. 모든 주제

가 발표된 이후, 연사들과 참여자 간에 진지한 토

의가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 Advances in gamma, e-beam, and x-ray 

technologies

  - Regulation of irradiated foods and packaging 

used for irradiation

  - Techn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oods

  - Marketing and consumer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s

  - Palatability of irradiated ground beef for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Controlling off-flavor and color changes due 

to irradiation in meat and meat products

  - New developments in the irradiation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각 주제별 symposium과 련된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5.1. Advances in gamma, e-beam, and 

x-ray technologies

    - M. R. Cleland, Ion Beam Applications -

   

5.2. Regulation of irradiated foods and 

packaging used for irradiation

    - G. H. Pouli,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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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echn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oods

  - C. H. Sommers, Food safety intervention 

technologies research unit, USDA-ARS- 

Eastern regional research center -

 

5.4. Marketing and consumer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s

  - R. F. Eustice, Minnesota beef council -

   

5.5. Palatability of irradiated ground beef 

for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X, Fan, Food safety intervention techn- 

ologies research unit, USDA-ARS-Eastern 

regional research center -

   

5.6. Controlling off-flavor and color 

changes due to irradiation in meat 

and meat products

  - D. U. Ahn, Dept. Anim. Sci., Iowa State 

Univ. -

  

5.7. New developments in the irradiation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 A. Prakash, Dept. Food Sci. & Nutrition, 

Champman Univ.-

 

  Technical poster session은 “Food chemistry : 

Food analysis, irradiation and toxicology” 분야와 

“Nonthermal processing : General" 분야에서 모두 

15건의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제

목, 목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hysic- 

ochemical properties of orange pectinest- 
erase

   - J. Jang and K. B. Song,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

    ◦ 목 : 방사선조사에 의한 오 지 PE 

(pectinesterase)의 불활성화 기작을 밝히

는데 있음.

    ◦ 결론 : 선량의 방사선조사는 PE를 불활

성화시키고, citrus-based 주스의 비가열처

리로 이용할 수 있음.

  ②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hysic

     ochemical properties of zein films

   - K. B. Song 등,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

    ◦ 목  : 방사선조사는 단백질 필름의 가교

형성제 는 기능특성을 증진시키는데 이

용되므로, 기능 특성 에서 옥수수 필름

의 수증기통과도(water vapor permeability 

: WVP)와 색상 개선에 한 방사선조사 

효과를 살핌.

    ◦ 결론 : 방사선조사가 WVP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란색을 나타내게 하여 zein 

films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③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and water vapor permeability of 

soy protein isolate(SPI) films

   - K. B. Song 등,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

    ◦ 목  : 방사선조사가 SPI 필름의 물리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 

       특히 WVP와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의 

개선에 한 향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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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방사선조사가 WVP와 인장강도를 변

화시키고 있으므로 가교형성제로 이용 가능

성이 있음.

  ④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storage at 5℃ on the TBARS and carb- 

onyl contents in chicken breast meat 

infused with antioxidants and selected 

plant extracts

   - T. M. Rabadah 등, Dept. Food Sci., Univ. 

of Alkansas -

    ◦ 목 : 방사선조사된닭가슴육(chicken breast 

meat : CBM)의 지방산화에 한 합성  

천연 항산화제, 녹차(GT), 상업용 포도씨

(GS) 추출물과 TBHQ에 한 효과를 평

가하는데 있음.

    ◦ 결론 : 항산화제와 선별된 식물성 추출물을 

CBM에 혼합하면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야

기되는 지방산화를 최소화하는 효과 인 방

법임.

  ⑤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quality charact- 

eristics if premature and mature kimchi 

powders

   - S. P. Hong 등,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Korea -

    ◦ 목  : 미숙성(pH 5.0),  완 숙성(pH 4.2) 

김치의 품질특성에 한 방사선조사 효과를 

살펴 .

    ◦ 결론 : 방사선조사는 김치 분말의 품질에 

향을 주지 않고 미생물을 조 할 수 있

으므로, 방사선조사된 김치분말은 김치 풍

미를 요구하는 다른 식품의  조미물질로 사

용될 수 있음.

  ⑥ Electro-beam irradiation and antimicro- 

bials on the quality of ready-to-eat turkey 

breast roll

   - M. Zhu 등, Dept. Anim. Sci., Iowa State 

Univ. -

    ◦ 목  : Turkey breast roll의 품질에 한 

방사선조사와 항균제(potassium benzoate, 

sodium lactate, sodium diacetate)의 조합 

효과(combination effects) 규명

    ◦ 결론 : Ready-to-eat meat에 항균제를 첨

가하면 고기의 품질에 향을 주고, 특히 

potassium benzoate를 첨가하면 방사선조

사 후 상당한 양의 benzene이 생성되므로 

benzoate salt는 방사선조사를 한 제품에

서는 좋지 않은 항균제임. Phenolic com- 

pounds가 많은 식품이나 향신료에서는 방

사선조사가 합하지 않을 수 있음.

  ⑦ Evaluation of 2-dodecylcyclobutanone as a 

dose indicator in fresh irradiated ground 

beef

   - P. Gadgil 등, Food Sci. Institute, Kansas 

State Univ. -

    ◦ 목 :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alkylcyclobutanones(ACB)은 지방산 유래

의 독특한 물질로써 방사선노출에의 지표

가 되고 있는데, ACB를 검출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연구 방법이 필요함. 본 연구

는 방사선조사된 fresh분쇄육 패티에서 2- 

DCB 형성을 평가하고 상업 으로 용된 

조사 선량을 측정하는데 있음.

    ◦ 결론 : 2-DCB는 방사선조사된 쇠고기의 

모니터로 이용할 수 있고, 략 인 조사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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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High-dose irradiation of almond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its effect on 

lipid peroxidation and rancidity

   - A. Kwakwa 등, Food Sci. & Nutrition, 

chapman Univ. -

    ◦ 목 : 최상품 아몬드의 lipid peroxidation

       의 방사선조사 효과를 조사하는데 있음.

    ◦ 결론 : 방사선조사된 아몬드는 lipid pero- 

xidation에 의한 약한 산패취(rancid off 

flavor)가 나오고, 단백질 분해에 의한 강

한 off flavor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됨. 

황화합물이 off-flavor의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PV는 아몬드의 산패

를 검지하는 분석 방법으로 좋지 않은것으

로 나타남.

  ⑨ Hydrocarbons detected in irradiated and 

roasted soybeans and soybean powder

   - K. T. Hwang 등, Chonbuk National Univ.-

    ◦ 목  : 방사선조사되어 roast된 두와 

두분말의 주요 hydrocarbons을 결정하는

데 있음.

    ◦ 결론 :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유도된 C17:2, 

C16:3, C17:1  C16:2은 두의 post- 

irradiation( , roa- sting, grinding)을 검

지하는데 유용한 마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⑩ Radiation-induced chemical changes in 

stored sausages with different fat contents

   - J. H. Kwon 등, Dept. Food Sci. & Tech., 

Kyungpook National Univ.-

    ◦ 목 : 지방함량이 다른 상업용 소시지를 

상으로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

학  변화를 확인하고 모니터하는데 있음.

    ◦ 결론 : C14;1, C15:0, C16:2, C17:1  

methane이 방사선조사된 소시지를 모니터

하는 마커로 이용할 수 있음

  ⑪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 beef 

with food additives by irradiation

   - Y. H. Kim 등,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 목 : Nitrate, sodium chloride, phosph- 

ate, ascorbic acid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혼입된 분쇄육의 방사선조사에 따른 물리

화학  특성을 규명.

    ◦ 결론 : 냉장 장된 분쇄육은 7kGy에서, 냉

동 장된 분쇄육은 3kGy에서 미생물을 제

어할 수 있고, 식품첨가물은 방사선조사된 

분쇄육의 냄새와 색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⑫ Study on the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beef and flatfish meats by electric nose

   - Y. H. Kim 등,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 목  : 방사선조사된 쇠고기와 어의 신

속한 검지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자코

를 이용한 검지방법의 개발을 목 으로 하

음.

    ◦ 결론 : 방사선조사된 쇠고기와 어의 신속

한 검지기술로 자코를 이용한 검지기술 

가능성을 밝 냈으나, 보다 범 한 통계 

데이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Nonthermal processing : General” 분

야에서 다음과 같은 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⑬ Dosimetry of foods in food package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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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Mohan, National Center for Food 

Safety & Technology,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⑭ Quality of packaged romain lettuce hearts 

exposed to low-dose electron beam irra- 

diation

   - J. Han 등, Texas A & M Univ. -

  ⑮ The Palletron
TM
 : An X-ray pallet 

irradiator desined for food products 

   - F. Stichelbaut 등, Technology group, Ion 

Beam Applications, Belgium -

6. Food Processing
6.1. Symposium

  ① Nonthermal processing of dairy products

   ◦ 우유와 유제품 제조과정에 있어서 식품의 

부패를 야기하는  병원균, 부패 미생물, 효

소 등의 불활성화 이루기 한 재래 인 

공정을 개선하기 하여 부분 인 열처리 

공정과 dense phase의 이산화탄소 공정

(DPCO2) 을 단독 는 병행한 기술에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DPCO2 공정은 액상 

는 임계상의 이산화탄소로 미생물을 불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열처리 

공정과 병행하면 낮은 온도와 짧은 체류시

간을 제공하는 장 을 갖는다. DPCO2와 열

의 병행처리를 한 지우유, 탈지우유  

우유음료는 단순 멸균우유보다 장수명이 

긴 결과를 보 다.

   ◦ 고압(UHP) 공정에 의하여 우유 단백질의 

기능특성을 변형하는 연구에서는 우유를 

UHP 처리할 경우 카세인 micelle이 열되

어 독특한 micellular aggregates와 gelation

을 나타내는 요쿠르트 겔의 제조에 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체다치즈 제조에 있

어서 우유를 UHP 처리할 경우 치즈의 수

율을 증가시키며 치즈향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을 나타내었다. 

  ② Thermal processing in the 21th century: 

Engineering modeling and automation

   ◦ 통조림 식품의 회분식 멸균공정에 있어 on- 

line correction을 한 control logic에 한 

연구보고에서는 향후 소비자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구매력의 경쟁에 있어서 컴퓨

터화 시스템, 자동화  on-line control 등

은 필수 임을 설명하 다.

   ◦ 개선된 Automated batch retort system 

(ABRS)은 retorts, 용기의 장착  탈착, 바

스켓 달시스템, 바스켓 리  추 시스

템 등을 하나의 통합된 라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보고되었는데, 이 ABRS에 의

하여 재래 인 용기의 retort는 동일한 속도

로 처리가 가능하고, 종래의 용기( 속  

유리재질)의 경우는 더 많은 양을 처리 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

  ③ High moisture extrusion

   ◦ USDA-ARS-NCAUR에서는 starch graft 

copolymers를 압출반응공정의 의하여 연

속 으로 생산하는 제조기술에 연구에서 

ammonium persulfate를 분에 하여 

0.25% 첨가 첨가할 경우 효과 인 반응 

개시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하 고, 제

조된 물질은 hydrogels, controlled release 

agents, flocculants 등에 응용할 수 있음

을 보고하 다.

   ◦ 유청 단백질 조직화 제품을 생산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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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축압출성형공정에서 수분함량 40%, 

가열온도 100℃, pH 2의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단백질 용해도, 겔화  거품형성

도, 소화도 등을 측정하 으며, 스넥제품과 

인조육 제조 등에 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④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he chilled 

and frozen food

   ◦ FMC technologies사는 최소량의 암모니아 

사용과 온 기계식 냉장시스템에 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 고, 리포니

아 학의 Reid 교수는 냉동기술을 이용하

여 식품의 특성과 첨가제의 변형을 통한 

이용도 증진에 하여 소개하 다. 

   ◦ Food Support사는 식품산업에서 열 달, 제

품수율, 시스템 성능 등을 증 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온 냉각과 냉동기술개발에 

한 보고에서 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열 달

의 최 화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링

과 개선된 온 spiral 기술의 실증실험 결

과를 발표하 다.

  ⑤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 

ology for food safety and quality

   ◦ 미국 퍼듀 학의 Ladisch는 나노기술의 식

품과학과 기술분야와의 계에 한 보고에

서 생산지, 생산설비  식품제조공장에서

의 나노 미립자, 지능형  감지장치의 

활용은 농업, 식품과학  기술에 있어서 

큰 변화를 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

술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서의 규모

와 지리  분포를 탐지하는 것은 요한 

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하여 

micro-fabrication 기술과 나노기술이 요

하게 두되고 있다. 한, 바이오기술, 나

노기술  식품과학의 융합기술은 식품안

공학과 biosecurity 분야에 큰 변화와 이로

움을 제공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 미래의 식품과학 추진력을 한 나노기술 

교육에 한 퍼듀 학의 교육 로그램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국 등에 있어

서 나노기술 연구에 한 국가  차원의 연

구비 투자 황에 하여 보고되었다. 미국

의 경우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에 의하여 부시 통령은 2005년 

산에 1조 2천억원의 산을 부여함으로서 

미국과학재단, 에 지부, 국방부, 국립보건

원 등에서 나노기술에 한 연구를 보다 심

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⑥ Electrolyzed water and its application in 

chilled foods

   ◦ 기분해 음극을 통하여 얻는 환원 는 

알칼리수는 미네럴 강화와 항산화 특성을 

제공하는 이유에서 일본에서 폭 넓게 사용

되고 있는데, 기분해가 안정한 산화 는 

알칼리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이

해와 작용기작에 한 연구보고는 드물다. 

텍사스 학의 Fernades는 autoimmune- 

disease-prone mice에 알칼리수를 이하여 

활성라디칼의 감소와 면역기능의 증가에 따

른 질병 진행의 감소에 여하는 알칼리수

의 치료역할에 하여 연구하 다.

   ◦ 미국 조지아 학의 Buck는 해수가 식물

의 질병을 조 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수확  처리기술로서의 응용성을 연구하

고, 동 학의 Russell은 가 류 산업에 있

어서 해수의 응용방법에 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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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Inactivating pathogens, parasites, and 

viruses using high pressure and other 

emerging nonthermal technologies

   ◦ 미국 Delaware 학의 Hoover는 high 

hydrostatic pressure(HHP) 공정에 의하여 

요한 식품유래 바이러스(noroviru- ses, 

hepatitis)를 제어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바

이러스의 불활성화 작용기작을 구명하 다.

   ◦ 압력순환기술(pressure cycling technolo- 

gy)은 식품안 , 반테러리즘, 농산물과 수산

물, genomics, protenomics, pharmaco- 

logy, 환경과학 등의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데, Boston Biomedia사의 Lawrence는 미생

물 종류와 압력 순환 횟수 등의 인자에 따

른 미생물 사멸정도를 오 지 주스와 

guacamole에서의 미생물 사멸정도를 조사

하 다.

  ⑧ NASA food system: Food processing on a 

long duration mission

   ◦ 우주 왕복선에 장기 체류하는 승무원들에게 

한 양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공

하기 한 몇몇 식품가공 장치에 하여 연

구를 실시하 다. 즉, 제분기, 압출성형기, 

제빵기, 분  루텐 분리기 등과 같은 

식품가공 장치를 최소화함으로서 물의 사용

량과 동력을 최소화하고 사용과 청소의 용

이함을 갖게 설계하는 것에 을 두었다. 

   ◦ 무 력 상태에서의 과일과 채소 가공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 조작은 분쇄, 

분리, 가열이며 이들 단 공정을 보다 세분

하면 slicing, dicing, crushing, 혼합, 가열, 

효소처리, 막분리, 농축 등이 포함된다. 이

들 단 공정은 물질량, 력, 용 , 조작시

간, 재 성 등이 계하며 에 지 요구량의 

최소화와 용수 순환  제품의 회수를 한 

상호 인 설계 략이 요구됨을 제시하 다.

  

6.2. Oral session

  ① Food engineering: Rheology and textu- 

re(11개 논문)

   - Contribution of vane yield stress of 

structured food dispersions

   - Analysis of the flow and mixing of a 

viscous Newtonian fluid in a Farinograph 

using 3-D numerical simulation with 

particle tracking

   - Effect of mechanical energy on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zein dough during 

kneading, mixing and extrusion

   - Influence of dough rheological properties on 

quality attributes of fried instant noodles

   - In-line non-isothermal fluid measurements 

using ultrasonic Doppler velocimetry

   - Using NMR imaging to investigate the role 

of glass transition on moisture profiles and 

crack initiation in foods

   - Aggregation of α-lactalbumin isolate in a 

neutral pH mineral salt environment

   - Coalescence of droplets in oil-in-water 

emulsions formed with hydrolyzed milk 

proteins

   - Effect of ultra-high pressure homogeni- 

zation on casein micelles and their 

properties

   - Heat induced interactions between milk 

proteins in mixed sodium caseinate-skim 

milk powder system

   - In situ changes in microstructural char- 

acteristics of globular protein 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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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Nonthermal processing: Recent advances in 

pulsed electric field and other nonthermal 

technologies(10개 논문)

   - Development of shelf-stable high acid 

viscous foods with combination of pulsed 

electric field and mild heat treatments

   - Polarization of the cell membrane and 

bacterial inactivation kinetics in PEF 

processing

   - Inactivation of Lactobacillus plantarum and 

extension of microbial stability of a model 

salad dressing using a pilot plant pulsed 

electric field system

   - Shelf stable high acid foods processed by 

pulsed electric field combined with mild 

heat

   - Food properties in time/temperature domain 

for electric field processing

   - Study of non-thermal plasma for liquid 

foods pasteurization

   - Non-thermal plasma technology for almond 

disinfection

   - Effectiveness of pulsed light treatment for 

microbial decontamination of stainless steel 

food contact surfaces

   - Radio frequency electric fields inactiva- 

tion of Escherichia coli in orange juice

   - Power ultrasound as an alternative for 

apple cider pasteurization

  ③ Nonthermal processing: Recent advances in 

high pressure processing (9개 논문)

   - Properties of the quasi-chemical mech- 

anistic model for bacterial growth and 

death by nonthermal technologies

   - Pressure inactivation kinetics of Salmonella 

Typhimurium DT104

   - Destruc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in 

inoculated frankfurters using high hydr- 

ostatic pressure and bactriocins

   - Thermal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inactivation kinetics of ficin and papain

   - Compartive kinetics of inactivation by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of pectin 

methylesterase of various sources

   - High-pressure calorimetry of water and 

pork during pressure shift freezing : 

Evaluation of ice crystal formation during 

depressurization

   - Effect of UHP processing on soy based 

ingredients

   - Effect of high-hydrostatic pressure trea- 

tment on rheological, thermal character- 

istics and color of date paste 

   - Effect of hydrostatic pressure on the 

sensory properties of mango juice

  ④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Bioa- 

ctivity and processing(11개 논문)

   - Thymoquinone in the control of hypoxia- 

induced angiogenic disease biomarkers: 

Insight into the mechanism of action in 

vitro

   - Supperssion of dioxin mediated aryl hyd- 

rocarbon receptor tranformation by etha- 

nolic extracts of propolis and its main 

botanical origin

   - Interaction of nutraceuticals and pro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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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ocktail of phytonutrients: Identification 

of polyphenols, phytosterols and tocop- 

herols from mango (Mangifera indica L.) 

seed kernel

   - Affecting fecal cultures by tailored resi- 

stant starch polymorphs

   - Production of inulooligosacchaides by endo- 

inulinases from Aspergillus ficuum

   - Effect of phytosterols in free and ester 

forms on the thermal oxidative stability of 

oils

   - Almond addition enriches isoflavone agl- 

ycones in soy bread

   - Application of novel HPLC method to the 

analysis of regional and seasonal variation 

of the active compounds in Paeonia 

lactiflora

   - Identification and qualtification of bioactive 

peptide lunasin in commercially available 

soy protein products

   - Microwave processing and concentration of 

bioactive forms of isoflavones in soybean 

hypocotyls

  ⑤ Food engineering: Modeling heat transfer 

and microbial inactivation(11개 논문)

   -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ir impingement freezing

   -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model of 

heat transfer and dynamic growth of 

Clostridium perfringens during the cooling 

of ready-to-eat meat products

   - Uncertainty of thermal process calculations 

due to variability in non-first order kinetic 

parameters

   - A new approach using a fractional kinetic 

model to describe microbial inactivation

   -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eval- 

uating heat transfer rates to canned 

particulates suspended in viscous non- 

Newtonian fluids under agitation proce- 

ssing conditions

   - An analytic solution for temperature 

profiles in plate-and-frame heat exchan- 

gers under countercurrent single- pass 

flow

   - Numerical simulation of flow field and heat 

transfer in a multiple jet impingement oven

   - Numerical simulation of transport pheno- 

menon in jet impingement baking and its 

impact on crust formation

   - Numerical simulation of a radiation finish 

frying process

   - Aromatic herbs drying: Analysis and 

simulation

   - Modeling microencapsulation of flavors/ 

nutrients for applications in n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6.3. Poster session

  ① Food engineering: Kinetics and mass 

transfer(23개 논문) 

  ② Food engineering: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29개)

  ③ Food engineering: Thermal processes(26개)

  ④ Nonthermal processing: General(34개)

  ⑤ Food engineering: Process analysis, control 

and modeling(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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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Food engineering: Rheology(22개)

  ⑦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Proce- 

ssing & physical properties(31개)

7. Food Allergenicity and Anti- 
obesity

7.1. Anti-obesity 

  오늘날 미국 역을 휩쓸고 있는 비만, 당뇨병

은 이라크 보다 더 큰 쟁이라 할 수 있다. 식

이에서 양 결핍은 감소되고 있지만, 잘못된 식

습 에 의해서 미국민의 60% 이상이 과도하고 불

균형한 식이로 비만과 건강 문제의 험을 증가시

키는 결과를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식품

과학계의 화두는 비만과 이에 따른 성인병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만의 식품소재에 

한 1개의 포럼과 비만 정책  비만과 체 리에 

한 dietary supplement 등 2개의 심포지움이 개

최되었다. 

① 비만과의 투쟁에서 식품소재들의 작용(포럼)

  미국 성인들의 몸에 있는 70억 운드의 지나친 

지방을 없애는 것은 세계에 걸친 는 일년동안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에서 함양되어졌다고 Abbott 

Laboratories의 Keith Garleb 박사는 특별 포럼 

“비만의 주소: 식품소재”라는 슬로건으로 설명

했다. 포럼 패 은 식품소재는 포만감을 증가시키

고 특히 칼슘과 섬유질이 비만을 돕는다는 것에 

한 논의 다. 더 많은 칼슘 섭취는 BMI를 낮춘

다고 아일랜드 Marigot International의 Susan 

Lawlor 박사는 몇가지 연구의 사례를 통해 설명

했다. 연구자들은 낮은 칼슘 섭취는 부갑상선호르

몬(PTH)을 유도하고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

화시킨다.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지방세포에서 지

방산 합성을 자극하고, 지방분해 작용을 이고 

일반 으로 지방을 축 하게 한다. “칼슘이 마술

같은 식품소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Lawlor 박사

가 물었다. “건강의 요성으로 더 많은 유제품을 

먹는가? 가공식품과 소다의 섭취를 이고 유제품

을 먹는가?” 그것은 칼슘과 체 리 사이의 계

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의문이라고 Lawlor 

박사가 설명했다. 그러나 확실한 칼로리 조 은 

체 리의 핵심이다. 다른 연구는 식이성 섬유질

의 섭취가 BMI와 련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높

은 식이성 섬유질의 섭취는 낮은 BMI를 나타낸

다. 연구자들은 식이성 섬유질이 포만감과 내 

음식물을 오랫동안 머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늦춘

다. 게다가 Louisiana 주립 학의 연구자들은 포만

감을 느끼게 하는것은, 섬유질 발효가 췌장에서 

생성된 펩타이드가 포만감을 유도한다고 한다. 발

효성 섬유질은 맹장에서 짧은 체인 지방산을 형성

하는데 그것은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펩타

이드 신호이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 Maren 

Hegsted 박사는 랫에서 행해진 연구이므로 사람

에서의 임상실험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 했다. 

그녀는 한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발효성 섬유질

의 양은 사람이 소비하는 양보다 더 좋은 것을 사

용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Hegsted 박사와 

그녀의 학은 이들 섬유질은 사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을 보기 시작했고 여 히 같은 결과를 나

타냈다.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종류의 섬유질을 

더해서 수행했는데, 특히 음료, 곡물, 그리고 다른 

음식물을 체할 성이 있는 발효성의 섬유질이

다. “우리는 식사 이외에 먹지 않을 수 있게 하기

해 충분한 포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배고

픔을 조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Garleb 박

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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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만 정책(심포지엄)

  D.A. MCCARRON 박사는 국가 인 차원과 많

은 단체에서 미국 청년의 기 몸매의 에 

근하여 논의하고 어린이의 비 활동성과 과체 으

로 인한 건강 기를 타겟으로 미국의 비만 정책

을 잡을 것을 충고하 다. 

③ 비만과 체 리를 한 dietary supplement

    (심포지엄)

  G.GHAI 박사는 비만은 한 dislipidemia, 심

 질병, 그리고 당뇨병 같은 만성  질병을 유발

한다. 충분한 운동과 함께 만성  질병을 막는데

는 식이와 양이 요하다. 만성  질병인 “비만”

을 막기 한 식품 는 식이 디자인은: 1) 포만

감을 주는 낮은 칼로리 식품, 2) 당의 갈망을 멈추

는 뇌의 작용, 3) 식품 섭취를 이고 에 지 소비

를 늘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2. Food allergenicity 

  식품 산업은 알러지 원을 조 하기 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알러지 식품의 섭취는 매우 낮은 섭

취에도 알러지 원에 노출되어 있고 알러지 식품소

재의 잔재들은 할당된 장비들로 제조된 다른 물질

을 오염시킬 수 있다. 효과 인 장비의 청결은 오

염의 험을 제거한다. 그러나 장비 청결도 기계 

구조에 따라 어렵고 제품에 쉽게 향을 주기 쉽

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알러지 원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제조자들은 효과 으로 청결하고, 알

러지원 잔재들을 검출할 방법을 개선해야하며, 그

리고 알맞은 조  방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매우 

낮은 농도의 알러지 원을 식품에서 확인하는 것,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 식품 알러지 원 잔재

들을 확인하기 한 방법들을 증진시키는 것, 그

리고 효과 인 근은 낮은 농도에서도 알러지 원

에 노출된 험성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한다. 

① Low dose 섭취에도 식품 알러지 험에 노출

되어 있는가?(심포지엄)

  D.J. SKRYPEC 박사는 과학  토 의 알러지 

원 발단의 확립은 식품산업과 식품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 모두 많은 이 이 있다. 실제로 식품 알러

지를 일으키는 소비자들의 험성에 해 알러지

원 단백질의 매우 낮은 농도도 지정함으로써 식품

에 방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8. Sea Food and Muscle Food
8.1. 수산 련(surimi) symposium 

  수산식품 소재화 연구의 일환인 surimi의 최근 

연구동향에 한 fish protein에 한 symposium

에 참석하 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ish proteins as food ingredients

  이미 세계에 리 알려져 있는 기존의 surimi에 

한 반 인 내용에 하여 설명이 있었으며, 

최근의 연구성과 의 fish meat의 alkali 처리에 

의한 효과에 하여 발표하 다. alkali 처리공정은 

두 단백질의 처리공정과 매우 유사하여, 새로운 

surimi 제조공정의 모델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공정을 이용하여 surimi를 제조하면 수율이 향상

되었으며, 한,  공정 에 두에서는 기능성 물

질로서 요한 lecithin, isoflavone과 같은 성분이 

얻어지는 것과 같이 어육에서는 surimi 제조 후 

폐기물로부터 기능성 성분인 omega-3 fatty가 높

은 수율로 얻어졌다. 따라서, 알카리 처리로 1차

으로는 많은 단백질을 모을 수 있었으며, 알카리 

처리 후 폐기물로 부터는 기능성 성분을 다량 얻

을 수 있어 알카리 처리공정이 어육의 처리공정으

로서 기존의 공정법 보다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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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iochem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isolated fish proteins from Pacific whiting 

and rockfish using pH shifts

  기존의 surimi 공정은 연속 으로 분쇄육을 수

세하면서 근형질 단백질을 제거하여 근원섬유 단

백질을 모으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

하여 얻어지는 수율은 20-30%의 낮은 수율을 나

타낸다. 그러나 등 으로부터 pH shifts의 방법

은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얻어졌으며, 결

과 으로 pH shifts의 방법에 따라서 수율이 향상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한 성 어류인 enzyme- 

free rockfish와 enzyme-laden Pacific whiting으로

부터 분리한 어류단백질의 정보를 얻기 하여 기

능  특성과 생화학  특성을 검토하 다. 가장 

높은 겔의 breaking force는 pH 11에서 얻어졌으

며, 높은 deformation 값은 pH 2와 pH 11에서 얻

어졌다. 한, cathepsin L과 같은 강한 효소활성

은 pH 10.5에서 처리한 어육 단백질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때에 낮은 breaking force와 

deformation 값을 나타내었다. 등 에 가까운 

rockfish의 산과 알카리 가용성 성분은 myosin 

heavy chain의 감소에 향을 미쳤으며, 결과로서 

120 kDa에 상당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산과 알

카리 가용성 성분은 가열에 의해서 aggregation이 

일어났으며, whole muscle과 기존의 수세육과 비

교하여 서로 다른 dynamic한 물성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한, 알카리 가용성 성분은 보다 많은 

S-S 결합이 일어났으며, 결과로서 높은 breaking 

force와 deformation 값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surimi는 pH-shfit protein보다 더 높은 α helix 함

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냉동 장 의 기존의 

surimi는 α helix 함량이 감소하 으나, 알카리 처

리된 단백질은 증가하 다.

③ Using high and low pH processing to 

produce functional protein ingredients from 

warm water fish species

  난 성  온 성 어류와 이들로부터의 부산물

은 식품으로서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이들 단백질과 지질은 이용할 수 있

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다른 난 성과 온 성 어류로부터 단

백질 소재로서 이용가치를 높이기 하여 기존의 

surimi 공정과 산과 알카리 공정으로부터 분리된 

성분들의 기능성을 비교 검토하 다. 어류 단백질

의 도와 용해도는 특성이 있었으며, 단백질의 

재부활 그리고 지질함량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

고 이들 단백질은 칼라, 산화 등이 검토되었으며, 

기능  측면으로서는 겔형성능이 검토되었다. 어

류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기능 인 이해를 

돕기 하여 분자 벨에서 검토되었다. 모든 어

류에서 가장 높은 용해도와 가장낮은 도는 pH 

3 이하  pH 10.5 이상에서 나타났다. 산과 알카

리 공정은 기존의 surimi 공정과 비교하여 유의차 

있는 지방의 감소와 보다 우수한 단백질의 부활을 

나타냈다. 산가용성 단백질은 알카리와 기존의 

surimi와 비교하여 지질산화가 진되었는데 변성

된 heme protein의 향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알

카리 가용성 성분은 surimi와 비교하여 우수한 산

화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칼라에 있어서도 산 

가용성  surimi 보다도 더욱 우수한 특성을 나

타내었다. 한, 알카리 가용성 단백질은 모든 어

종에 있어서 surimi 보다도 더 강한 겔을 형성하

다. 이들의 결과는 기존의 surimi 공정 보다도 

알카리 처리공정이 기능  차원에서의 단백질 소

재화에 보다 우수한 공정으로서의 가능성을 의미

하고 있다. 그러나 산 처리 공정은 기능  측면 

 품질  측면에서 어류 단백질 소재화에는 부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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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t protein과 련된 논문 발표

(Poster)

  Meat protein과 련된 논문발표는 총 25개 

으며,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 Functional properties of heat-precipitated 

whey protein in meat batters

  - Effects of lactic acid and lactic acid bacteria 

on biogenic amine concentration in vacuum- 

packaged beef.

  - Muscle fiber composition, myosin heavy 

chain (MHC) isoforms, and MHC mRNA 

levels of longissimus muscle as related to 

different quality classes in crossbred pigs.

  -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as related to 

growth performance and meat quality in 

Yorkshire and Landrace pigs

  - Relationship of myosin heavy- and light 

chain isoforms to postmortem protein 

denaturation in porcine longissimus muscle.

  - Approaches to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Pacific hake : Value-added product, protease 

inhibitor, and hydrocolloids.

  - Electrostatic spraying of reducing agents 

and antioxidants to reduce oxidative quality 

changes in beef

  - Effect of oxygen and reducing agents on 

the color and volatiles of irradiated beef

  - Determination of heavy metals (As, Cd, Cu, 

Pb, and Zn) in bovine meat

  - Thermal inactivation of Salmonella and 

Listeria monocytogenes in ground chicken 

dark meat and skin

  - Evaluation of milk mineral antioxidant 

activity in meatballs and beef sausage

  - Determination of the antioxidant activity of 

milk mineral in 80% oxigen modified 

atmosphere packaged ground beef

  - Effect of antioxidants and cooking on 

stability of n-3 fatty acids in fortifide meat 

products

  - Effect of different acid and alkali- 

treatments on the molecular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catfish muscle proteins

  - Effects of konjac/starch mixed quality of 

reduce-fat frankfurters

  - Effects of post-picking electrical stimul- 

ation and polyphosphate marination on 

textural and color properties of chicken 

breast muscle.

  - Effects of modified corn gluten meal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model emulsified 

meat product.

  - Mitochondrial electron transfer chain 

dependent reduction of metmyoglobin

  - Changes on dynamic viscoelastic properties 

of giant squid (Dosidicus gigas)

  - Formu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model 

meat emulsion to study protein contribution 

to aroma

  - Solubility of beef muscle contractile and 

cytoskeletal protein as a function of pH at 

ionic strength.

  - Meat quality of chevon from unimproved 

indigenous goats and its acceptability to 

South African consumers.

  - Evaluation of a commercial MBM stri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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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apid detection of beef and lamb 

adulteration in raw, cooking and autoclaved 

meats.

  - Effects of clover and wildflower honeys on 

oxidative stability of raw ground beef 

patties

  - Effect of honey on lipid oxidation in preco- 

oked beef patties.

9. Food Nutrition
  “Nutrition” 분야로 분류된 발표는 6개 session

의 symposium에서 33개의 topics와 40여편의 포

스터 발표가 있었다. 

9.1. Symposium session

  ① Politics of obesity

  ② Qualified health claim

  ③ The broad impact of the glycemic response 

of foods

  ④ A role of dairy foods in weight manag- 

ement

  ⑤ An update on antioxidants in fruits, veget- 

ables and whole grains

  ⑥ The art of communicating unsettled science 

to consumers

: 반 으로 symposium의 발표내용은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가 매우 었고 부분 review의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상기 topic category의 

symposium에서 가장 요시 되고 있었고 가장 

큰 심사는 비만(obesity, overweight)에 한 

것이었다. 

9.2. Poster session

  Nutrition 분야로 분류된 Poster 발표는 비교  

은 편수인 40여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기능성 식품 련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phytochemical의 흡수, 식품섭취 임상실험 

등으로 별되었으며 그  식품의 기능성 분야는 

주로 양 , cranberry, polyphenol 화합물에 한 

발표가 많았고 기능성으로는 암 방 기능성이 많

았으며, 실험모델로서는 cell line이용  동물실험 

연구발표가 많았다. Target 암으로서는 colon 

cancer, breast cancer 고 실험모델은 human 

cancer cell line (cell proliferation, apoptosis)  

F344 rat(ACF 변화)을 이용한 모델이었다. 특히 

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

진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Caco-2 cell을 이용한 

phytochemical의 흡수에 한 포스터 내용이었다. 

  Nutrition 분야의 smposium과 poster의 반

인 수 을 국내와 비교해 볼 때,  IFT라는 학회 

특성도 있겠지만 특별히 앞서간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 으나 상소재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

다고 생각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한약재, 자생식

물등에 한 연구가 많은 반면, IFT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식품 를 들면, 양 , 록콜리, 

당근 등에 한 심이 매우 높다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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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resentation Number Subject

10 Symposium 5
 Practical applications of antioxidant measurements 

 for fresh and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15 Oral 10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Consumer trends and chemistry

24 Symposium 6
 Probiotics in health  :  Their potential against

 allergic diseases

 33F Poster 31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Antioxidants and phytochemical analysis

 33G Poster 30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Lipid and probiotic functional foods

38 Symposium 6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with omega-3 fatty acids

53 Symposium 6
 Dietary supplements for obesity and weight

 control

75 Symposium 6  Functional fats and oils

96 Oral 11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Bioactivity and processing

106 Symposium 7

 New analytical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official test methods for natural products and

 diet supplements

108 Symposium 4
 The art of communicating unsettled science to

 consumers

 114E Poster 30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Bioactivity measurement and mechanism

 114F Poster 31
 Ne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  

 Processing and physical properties

10. Nutraceutical and Functional Food
10.1. 발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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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제별 발표내용 요약

  ① Symposium  

   - Antioxidant : 老化와 련된 질병의 개시와 

진 에는 free radical reaction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식이  항산화제가 

유리기 반응을 억제시키므로 결과 으로 생

체건강에 향을 미치게 된다. 식품과 생물

학  시료의 항산화능(anti-oxidant capacity, 

AOC)의 결정에는 많은 측정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 항산화제는 lipophilic, hydrophilic 

하기 때문에 이들 항산화제의 AOC 측정 역

시 생물학 으로 요하다. Peroxyl과 

hydroxyl radical sources를 이용하여 지방친

화성(lipophilic)과 친수성(hydrophilic) 항산

화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酸素基吸收

能(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분석방법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측

정방법으로 radical sources spectrum에 

한 식품  항산화제가 갖는 보호작용의 정

도를 평가할 수 있다. 식품 에는 수백종의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개개 항산화제의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OC의 분석은 모든 개별 항산화제 

성분의 총체 인 AOC의 측정을 가능  해

주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어떤 방법이든지 흡수와 사작

용이 생체내 작용능에 심 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OC의 in vitro 평가는 진

정한 생체내(in vivo) 작용능을 반 할 수도 

는 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 Probiotics in Health : 알 르기성 장애는 천

식(asthma), 비염(rhinitis), 결막염(conj- 

unctivitis), 피부염(dermatitis) 는 과민성

습진(atopic eczema), 음식과 약품알러지  

과민증(急性感作症候, anaphylaxis)과 같은 

범 한 면역매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알 르기성 장애는  연령층과 兩性을 

포함한 체 인구의 30% 이상에서 높은 罹

患率을 나타내고 있다. 알 르기성(아토피성) 

장애는 일반 으로 치료 방법이 용되고 있

지만, 재까지 확실한 치료법이나 효과 인 

방법(vaccine)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식품 알러지(food allergies)는 시의 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 이

다.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기 인 연구

결과 부분의 알러지에서 알 르겐(알 르

기를 일의키는 항원) 특이 T helper (Th)-2

의 면역반응과 함께 일어나는 IgE에 의존

인 호산구, 호 구, 조직비만세포(mast cell) 

등이 조직손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조 으로 알 르겐에 한 clinical 

tolerance는 allergen specific Th1 responses

와 한 계가 있다. 결과 으로 알러지

에 한 고품  방법과/ 는 치료 수단

으로는 첫째, Th2반응의 억제와/ 는 둘째, 

Th1반응의 진이나 알 르겐의 무반응에 

그 이 모아지고 있다. 재 두가지 고

품  치료제/ 방제로는 첫째, chemokine 

system을 목표로 하는 것과 둘째, Th1 면역

력을 증진시키는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인

자에 면역계를 노출시키는 방법 등이 추구되

고 있다. 원칙 으로 후자의 추진방법은 

생학  가설(hygiene hypothesis)과 련이 

있다. 앞으로 항알러지약품의 개발을 한 

수단으로서 chemokine과 “hygiene hypot- 

hesis”의 기원에 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

이다.

   -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with w-3 fatty acids : 임산부, 수유

부, 상동맥질환자, 당뇨병 환자,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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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면역계통 질환자의 경우 오메가-3 지

방산의 섭취는 건강증진과 유지에 매우 요

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 기능유지, 

eicosanoid pathways의 여   지질감

소 등의 다양한 작용기작을 개선시킨다. 생

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한 공 원으로

서 연구결과, 생선류의 섭취증가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아직

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생리학 인 필요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

유하는 렴하고, 지방산 조성비가 바람직하

고, 편의 인 기능성 식품의 개발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원으로 생선기름, 

algal oils, 아마인유  오메가-3지방산 에틸

에스테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원으

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이들 기름은 오메

가-3 지방산의 함량과 형태, 가격  산화 

안정성등에 따라 상당히 천차만별이다. 이들 

기름을 기능성식품에 성공 으로 첨가(보충)

하기 해서는 산화를 반드시 조 하지 않으

면 않된다.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 높은 

bulk oils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 산화 억제방법의 부

분은 이질 인 식품 가공체계로 말미암아 그 

성공은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산화  변

패를 일으키지 않는 양학 으로 요한 수

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는 기능성식

품의 개발이야 말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환 받는 제품이 될 것이다. 한편, 

PUFA(polyunsaturated fatty acids)의 산화

인 취약성은 많은 식품유화에 기반을 둔 

제품의 품질 하의 주 요인으로 지 되고 있

다. 산화에 향을 미치는 반응기작과 요인

은 bulk lipids 보다 emulsified lipids에 따라

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화방지를 한 시

도로서 encapsulation과 emulsification 응용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유화  지질

의 산화속도에 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항산화제, 킬 이트제(錯化劑), 성분의 순도

와 분획화, 계면특성, 飛沫특성  성분의 상

호작용 등이 있다.  

   - Dietary supplements for obesity and weight 

control : 비만은 세계 인 건강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 2003년 WHO/FAO의 다이어

트, 양  만성병 합동 문가 자문 원회

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의 소득집단에서 비만이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자문 원

회에서는 충분한 신체  활동과 함께 慢性疾

病의 방을 한 식이와 양의 권장량을 

조사 공표하 다. 비만 련 역학조사에서 

脂血症(dislipidemia), 심장맥 계 질병  당

뇨병과 같은 만성병의 발병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질병통제센타에 의하면 

성인남녀(1.2억명)의 65%가 과체 으로 조사

되었다. BMI(body mass index)가 25～30이

면 비만, 30 이상이면 직 인 의료비 지출

이 년간 평균 $93백만로서 이는 정상인 보

다도 비만인의 의료비가 37.7%나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건강문제는 첫째, 

무 많이 먹으면서도 신체 인 활동량의 제한

에 따른 에 지 불균형 둘째, 유 자, 사, 

행동, 환경, 문화  사회경제  형편에 기인

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식이와 련된 

질병 “비만”을 방하는 디자인된 식품과/

는 식이를 개발하는 동시에 첫째, 칼로리 

식품이 만족을 주고 둘째, 머리로 하여  설

탕에 한 욕구를 억제시키고 셋째, 식사량

을 이고 에 지 소비를 높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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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생각해야 한다.

   - Functional fats and oils : 새로운 기능성식

품 개발은 동물실험, in vitro 실험과 임상시

험을 거쳐 반 으로 안 성과 그 유효성

이 어떻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다. 유지로

부터 기인되는 기능성식품과 양치료식품

의 부분은 과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식물성스테롤과 스탠올  

루테인등을 이용하여 개발, 제조되었다. 심

장맥 계 질병(CVD)를 포함한 行性疾病

과 련된 세포기능과 신기능의 개선능력

에서 오메가-3 지방산의 유효한 작용을 기

술하는 연구활동이 그간 지속 으로 수행되

어 왔다. 앞으로 개발 는 식물성스테롤과 

스탠올의 콜 스테롤 하작용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안해 내는 것으로 이는 세

심한 다이어트를 수반할 경우 순환 액  

콜 스테롤 농도를 25%까지 낮추기 한 경

제 이고 매우 효율 인 근방법이 될 것

이다. 재 심도있는 연구결과 루테인(황체

지방세포)와 라이코펜의 경우 각각 반 퇴화 

조 과 립선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구는 CLA

와 장쇄불포화지방산/알콜  항산화제 등의 

건강증진 작용을 포함하여 다른 지용성물질

의 추가 인 탐색을 병행함과 동시에 기존

의 활용분야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결론 으로 말해서 향후 일정기간동

안 험질병 리를 한 지질계통 양치료

식품(nuyraceuticals)의 개발은 계속될 것으

로 사료된다. 

  ② Oral presentation 

   - Consumer trends and Chemistry : 최근 많

은 식품회사들은 다이어트와 건강문제와 

련한 소비자들의 심과 흥미에 부응하기 

하여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출시에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식품은 기존식

품(conventional foods)에 비해 비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market share

는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 출시를 

원하는 회사는 반드시 기존의 수요와 소비

자의 이들 제품의 구매 결정요인를 이해하

는 동시에 의사 결정과정에 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한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기능성 식품의 망을 결정하는 구매동기

(motivation), 건강지식(health knowledge), 

 질병 험인자(diseases risk factor)를 포

함한 개별 특성의 역할에 한 면 한 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지된 제품특성  

trade-off 분석방법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한 방법이다. 우편 설

문조사는 Ohio에 거주하는 2,000여 가정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경제학  이론은 조사자료의 평가와 불연속 

선택모델링(discrete choice modeling)에 

한 신뢰의 기 가 된다. 2단계 계량경제학  

모델이 각각 probit과 conditional logits 

models를 이용하여 용되었다. 비시험 결

과 motivation이 소비자들의 기능성식품의 

구매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고/ 는 보다 

극  구매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인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에 한 숙지와 개별 기호도는 구매태도와 

의향에 극 인(positive)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시 맛과 가격이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

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기능성식

품의 시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들 제품이 제공하는 특정한 건강이익을 

얻기 한 구매동기를 가진 소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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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경우에서만 기능성식품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

서, 기능성 식품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좋은 맛

과 합리  가격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③ Poster presentation  

   - Antioxidants and phytochemical analysis/ 

Lipid and probiotic functional foods : 두

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isoflavones은 인

간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

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 

식이 의 genistein은 Japanese quail의 난황

으로 이되어 축 되는 것으로 밝 졌다. 

가  사료성분의 약 25%를 soybean meal이 

차지하기 때문에 계란에도 두 라본(soy 

flavones)이 함유될 수 있다. 따라서 isofla- 

vones이 식용 계란에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화학 인 형태로 존재

하는지, 그 함량은 얼마인지 규명하기 하

여 12종류의 다른 commercial egg brand와 

형 인 양계사료를 상으로 조사하 다. 

난황과 분쇄된 사료를 80% 메탄올로 추출한 

다음 HPLC로 분석하 다. 일부 추출된 난황

은 총 이소 라본의 정량을 해 HPLC 분

석  베타-glucuronidase로 배양시켰다. 사

료  total isoflavones 함량은 약 5.5mg/g으

로서 53%는 genistein 유도체, 40%는 

daidzein 유도체, 7%는 glycitein 유도체로 

나타났다. Daidzein과 genistein은 조사한 모

든 계란에서 나타났고, daidzein과 genistein

의 함량은 상 계가 높았다(r=0.866). 그러

나 계란 의 daidzein과 genistein의 비율은 

3.5:1로 사료 의 비율 0.7:1 보다 훨씬 높았

는데 이는 genistein 보다 daidzein이 계란으

로의 이가 더 많거나 는 genistein이 더 

쉽게 사되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일

반란(regular eggs)과 특수란(specialty eggs)

간 이소 라본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따라서 사료 의 이소 라본 혼합물은 

계란의 난황으로 이될 수 있고, 이소 라

본의 함량이 강화된 상업란의 생산은 암탉 

사료의 한 처리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비타민A는 공 보건에서 매우 요

하기 때문에 비타민A 강화식품은 식품분야

에서 매우 요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계란은 비타민A의 요한 결원으로서 식이

 비타민A(retinyl acetate)와 probiotic 

cultured(bifidobacteria) alfatocopherol acetate 

를 첨가하여 산란계에 여했을 때 산란율, 

난황  retinol과 tocopherol농도, 지방산 조

성, 란의 품질 평가지표 등에 미치는 향

을 6주간 측정한 결과 비타민A 첨가군과 

조군간에 산란율은 차이가 없었다. 난황  

retinol 농도는 retinyl acetate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통계 으로 높았고, tocopherol 농도

는 식이  alfa-tocopherol acetate농도에 따

라 유의하게 증가하여 조군(11.2ug/g of 

yolk)에 비해 세종류의 첨가군에서 각각 

163.8, 272.3, 389.8 ug/g of yolk으로 나타났

다. Conjugated linoleic acid (CLA)는 두개

의 생물학 인 활성 isomers(cis-9, trans-11 

& trans-10, cis-12 CLA)의 작용을 통하여 

강력하고도 유효한 건강기능 증진효과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수 많은 논문에서 밝 져 있

다. 따라서 CLA는 고품 의 기능성 지질성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발표된 논문

등을 조사하면 CLA와 련된 동물실험과 in 

vitro 실험 는 600건이 넘고, 임상시험  역

시 상당히 보고되어 있다. CLA는 의도된 사

용조건하에서는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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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입증된 바 있고, 재 건강증진에 미치

는 집 인 임상시험 사례에서 체지방의 축

을 조 하는 동시에 체 감량 다이어트와 

련된 생리학 인 역효과를 감소시키고 면

역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CLA는 동물실험모델에서 몇가지 생물학

인 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체시험에서

도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CLA는 cis-9, trans-11  trans-10, 

cis-12를 포함하는 isomers를 갖고 있으며, 

이들 두개의 isomers mixture는 linoleic acid

를 고온에서 isomerization함으로서 비교  

간단히 생산할 수 있는 반면 c9와 t11CLA 

isomer는 통상 B. fibrisolvens 과 L. reuteri 

sp.의 미생물발효를 통해서 생산된다. 따라서 

c9와 t11 CLA를 생산하는 다른 미생물원을 

찾아내는 일이 요하다. Mushroom stain 

(Agaricus blazei, AB)은 상당량의 c9와 t11 

CLA를 생산하는 것으로 밝 졌다. AB를 이

용하여 cis-9와 trans-11 CLA를 생산하는 

배양조건 실험에서 0.4% safflower oil를 배

양액에 첨가하는 것이 가장 좋았고(10.2mg/ 

L equivalent to 2.5mg/g lipids), 따라서 AB

가 상당량의 활성을 가진 놀 산 isome- 

rase를 갖고 있는 것으로 示唆되었다. 

11. Biotechnology
  생물공학은 농업, 임업, 식품, 환경, 화학, 생물, 

에 지, 화장품,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의 집합체이다. 이번 IFT에서 발표된 내

용은 크게 가)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기술, 나) 식품안 성 확보 기술, 다) 유용물질의 

생산기술, 라) 원산지나 GMO식품의 유  별

기술로 나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1.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기술

  농업분야에서 1세  생물공학 산물은 제 제나 

해충제에 내성을 지닌 농작물이었으나 2세  산물

은 질병  스트 스 항성, 높은 생산성과 고에

지, 건강한 양성분, 개선된 기호도, 양성  

약리성의 장 을 들 수 있다. 이번 IFT에서는 차

세  wheat 개발을 한 유  연구가 소개되었

으며 제 제 내성, 바이러스나 곰팡이 내성, 수율 

증 , 양  개선, 소화성의 개선 등으로 생산자

와 소비자에 이르는 제반 식품산업의 발  가능성

이 시사되었다. 한 생물공학기법으로 soy oil의 

포화지방산을 3.5% 이하로 이고 alpha linolenic 

acid의 발 을 감소시킴으로서 hydrogenation과 

이로 인한 trans fat의 형성 필요성을 으며 이

를 이용하여 w-3 지방산의 생산기술이 개발 에 

있음도 소개되었다.  한 그 동안 비교  연구되

지 않은 과실과 채소의 풍미, 외 , 장성, 양

성을 좌우하는 유 자 loci 혹은 응 유 자가 소

개되었고 몇 가지 유 자가 무성  GM(genet- 

etically modified) 방법(strategy)으로 과일과 야채

에 incorporation 되어 얻은 정  결과도 소개되

었다. 

11.2. 식품안 성 확보 기술 

  Quorum sensing(박테리아가 서로간의 신호를 

달해주는 물질을 생산하기 해 일정한 수

(Number)에 도달하는 상)과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E. coli O157균의 communication 수단이 

소개되고 쥬스와 육제품에 부패균  병원성균에 

한 Taqman-based real time PCR approach의 

신속측정 용성 검토와 DNA microarray를 이용

한 Clostridium, Yersinia 등의 virulence gene 확

인 방법, 우유에 있어 유방염으로 인한 somatic 

cell의 key component인 neutrophile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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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toxin에 응한 gene expression의 control

계 연구, E. coli O157의 검출을 한 immu- 

nomagnetic 분리  liposome immunoassay 방법, 

fluorescent-based universal real time PCR primer

를 이용한 고기에서의 Listeria균의 검출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한 식품 가공시 범 한 항균 스

펙트럼을 갖는 박테리오신 생산 culture를 이용하

는 기법 등이 소개되었다. 한편 미생물에 의해 생

성된 바이오필름은 이들을 세제나 살균제로부터 

보호하게 하는데 Shigella나 E. coli 등의 biofilm 

생성과 생존에 한 연구와 stailess still 혹은 고

무에 형성된 biofilm에서 Listeria monocy- 

togenenes의 불활성화 방법에 한 연구가 소개

되었으며 유가공업에서 biofilm의 형성은 병원균의 

오염, 유통기한 감소, 이취, 이미등 품질 하에 

심각한 원인으로서 소개되고 Kraft사(세계 인 유

가공회사)에서는 case study로서 단계별 생처리 

과정도 소개되었다.    

11.3. 유용물질의 생산   

  Marigold flower의 xanthophyll 성분은 가 류

용 사료의 첨가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ellulase처리로 xanthophyll을 95%까지 회수한 연

구, Provitamine A로서 cryptoxanthin을 ATCC 

21588균주를 이용 800ppm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발효기술, 식품산업에서 매우 값비싼 flavor인 

1-octen-3-ol을 Agaricus로부터 생산하는 방법, 

Fenugreek sprout에 해 natural elictor로서 fish 

protein hydrolysate, oregano extract, lactoferrin을 

처리하여 많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페

놀 phytochemical 성분의 생산을 증 시킨 연구, 

재조합 Candida에서 lipase의 생산기술, Aerom- 

onas 균주유래 chitinase의 특성과 chitooligo당의 

생산,  beet juice로부터 젓산발효에 의한 probiotic 

product의 생산 등에 해 소개되었고 한 milk 

based ceramide가 1 microgram 수 에서 세포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증식을 유의성있게 억

제하 으며 apoptosis로 세포사멸을 일으켰고 

angiogenesis VEGF  cathepsin D를 조군의 

50%이하로 낮추어 milk ceramide가 anti- 

angiogenic functional food로 요한 역할을 시사

하는 연구도 소개되었다.    

11.4. 원산지나 GMO 식품의 유  별

기술

  Mexican 마켓에서 국산 마늘의 우회 유통으로 

자국의 마늘산업 보호를 한 tool로서 마늘의 산지

를 확인할 수 있는 RAPD(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marker 활용기술이 소개되어 

국내에서도 이 방법의 응용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알카리 cooked corn mexican food에서의 이

식유 자(transgenic DNA) 검출방법이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GMO 식품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 labelling 계, 차세  biotechnology의 경제성 

등에 한 논의 등 다채로운 연구내용이 소개되었

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생물공학분야의 

조류를 감안하여 국가 으로 유익한 연구에 매진

할 수 있길 기 해본다.   

 

12. Food Packaging
  식품포장분야에서는 심포지엄 발표 4회, 구두 

 포스터 연구발표가 3회 개최되어 포스터 42건

을 포함 총 109건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학술발표

회 첫째 날인 7월 13일 화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

된 ‘Evolutionary trends in PET and polyolefin 

containers’ 심포지엄(Session 22)에서는 새로운 

온살균법, 라스틱 용기시장의 성장, 나날이 부각

되고 있는 라스틱 포장에 있어서의 능  문

제, 향미  산소 차단제로서의 ethylene vinyl 

alcohol(EVOH) 소재, 라스틱 용기제품의 유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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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 등을 다룬 5건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PET Industry의 자문역인 J.W. Tobias는 피클, 

sauerkraut와 같이 포장상태로 온살균을 행하는 

임 채소류 제품의 포장재로서 polyester 재질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측하 으며, 실제

로 지난 10여 년간 PET 재질의 내열성은 약 205

℉(= 96℃)까지 높아져서 사과 이나 토마토소스 

등을 hot filling 할 수 있는 수 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 다. Graham Packaging 사의 Jay Arnold

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과실주스의 hot filling은 

물론 충진 후 살균제품에까지 용범 가 넓어지

고 있는 PET 재질에 해 반 으로 소개하고 

라스틱 포장재로서 polyester와 polyolefin의 사

용범 가 토르트 살균용기에 이르기까지 더 넓

어질 것이라 주장하 다. 한 고분자 포장재에서 

오랫동안 문제 으로 지 되어온 능  결함, 즉 

탄산음료 등에 사용된 PET 재질에서 발견되는 

acetaldehyde의 이취 유발에 따른 부정  향에 

해 Virginia Tech.의 J.B. Webster 교수가 언

하 으며, 아울러 투명용기에 한 소비자의 선호

에 따라 내용물의 산화 가속화 문제가 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방지책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 다. 마지막으로 포장재 시

험기기 제조업체인 Mocon 사의 M.T. Steven은 

PET 포장제품에 용 가능한 새로운 유통기한 

측방법에 해 설명하 다.

  학술 회 둘째 날 7월 14일 수요일 오  N-114

호 회의실에서 진행된 ‘Nanoscale science, engin- 

eering and technology for food safety and 

quality' 심포지엄은 식품공학분과  식품미생물

분과와 공동으로 개최된 것으로, 식품과학기술분

야에 연계 가능한 nanotechnology의 기 에 해 

Purdue 학의 M.R. Ladisch 교수가 강연하 고, 

Penn. State 학의 J.M.K. Irudayaraj 박사는 미

래 원동력을 한 nanotechnology 교육에 해, 

Cornell 학의 J. Baeumner 교수는 식품안 성 

확보를 한 nanosensors 개발에 한 내용으로 

발표하 다. 진보  식품과학기술의 R&D 요소

로서 nanotechnology의 역할에 해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의 E.C. Teague 박사가 

언 하 고, Nestle 연구소의 H.J. Watzke 박사가 

식품산업에서 nanotechnology의 망에 해 발표

하 다. 식품포장과 련한 주제로서 미 육군 

Natick 연구소의 J. Lucciarini 박사는 식품포장용 

고분자 필름의 차단성 향상을 해 nano 입자를 

함입하는 기술을 발표하 는데, 투식량의 기능

 특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환경부담을 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montomorillonite 

nanocomposites를 PE, EVOH, PET 등과 함께 비

교 연구한 결과, 이들 nano 입자를 함유한 필름의 

차단성  열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다.

  한편 14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된 포장분과 주최

의 ‘Convenient food packaging for on-the-go 

lifestyle’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선택에 있어 최우선 고려요인이 바로 편리성

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생활에서 포장이 

먹고, 마시고, 입고,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향

을 미치며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해 언 되었

다. 포장 디자이 인 Chris Bailey는 자신의 경험

에 근거하여 식품 포장을 디자인할 때 용하는 

포장의 편의성과 련한 경험  기 에 해 언

하 고, 신제품 개발 분야의 권 자인 Lynn 

Dornblaser는 지난해 새로이 개발된 15,000여 가

지의 제품 가운데 표 인 성공작  실패 사례 

10개를 심으로 소개하 다. 국제 인 자문가인 

Packaging/Brody 사의 A.L. Brody는 지난 50여 

년간 개발된 주요 포장 사례를 소개하면서 포장 

본연의 기능인 제품의 보 , 보호를 뛰어 넘어서 

소비자가 손쉽게 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

성이 강조된 제품 포장이야말로 식품과학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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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사안임을 역설하 다. 

Alabama 학의 Bob Underwood 교수는 식품포

장 개발자/디자이 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 기 를 제공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포장의 의사소통( 고) 기능을 통한 

상표 인지도(brand identity) 창출에 해 강연하

고, 미국의 표 인 식품, 포장 업체인 Kraft, 

Hershey, Cryovac Sealed Air 사의 직원들이 각각 

Kraft on-the-go lifestyle 제품의 포장 향력, 

on-the-go lifestyle의 제과제품 망, 궁극 인 소

비자 포장의 지향 을 주제로 향후 소비자 편리

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포장분야의 추세에 해 

나름 로의 입장을 제시하 다.

  학술발표회 셋째날인 15일 목요일 오 에 

N-111호 회의실에서 진행된 ‘Emerging trends in 

hurdle technology’ 심포지엄은 비가열처리분과, 

식품미생물분과와 식품포장분과가 공동으로 주최

하 으며, 식품의 안 성 확보차원에서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다단계 처리기술을 심으로 6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Ohio 주립 의 A.E. Yousef 

교수가 hurdle technology의 개요와 사례 연구를 

발표하 으며, American Air Liquid 사의 J.T.C. 

Yuan 박사는 환경기체조   기타 비가열처리에 

기 한 hurdle 용에 해, Manitoba 학의 한

정훈 교수가 새로운 hurdle로서 항균 포장재의 

용성에 해 발표하 다. 한 미 육군 Natick 연

구소의 C.P. Dunne 박사, Iowa 주립 의 A.F. 

Mendonca 교수, Ohio 주립 의 K. Lee 교수는 각

각 고압과 bacteriocins을 병용하는 방법, 방사선 

조사와 일부 식품보존제의 병용처리에 기 한 

hurdle 구성, hurdle technology의 잠재  용성

과 향후 망에 해 강연하 다.

  한편 7월 15일 목요일 오  N-1 Hall에서 동시

에 진행된 식품포장분야 포스터 연구발표장

(Session 83B & 83C)에는 총 42건의 최신 연구결

과가 시되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표논

문의 거의 부분에 해당하는 36건이 생고분자 

는 가식성 소재를 이용한 필름이나 포장재 제조 

 이들의 물성, 항균, 항산화 기능성 측정에 한 

연구내용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식품포장분

야에서 가장 심이 집 되고 동시에 많은 연구비

를 지원 받고 있는 연구 분야임을 실감할 수 있었

다. 특히 다른 어느 발표회장 보다도 식품포장 분

야의 포스터 시장에는 한국인의 연구결과(주

자 는 공 자 포함: 15건)가 많이 발표되고 있

어 남다른 자부심을 느낄만한 분 기가 연출되기

도 하 다. 한 오후에는 식품포장분과 주최의 

마지막 학술행사(Session 95)인 종합 구두 발표회

가 N-220 회의실에서 Manitoba 학의 한정훈 교

수, Puerto Rico 학의 C. Harper 교수, 

California Davis 학의 J.M. Krochta 교수의 사

회로 진행되었는데, 유기물질의 octanol- water 분

배계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고분자 식

품포장재의 물성에 미치는 방사선조사 효과, 용해

도 인자를 이용한 식품과 포장재 고분자에서 화학

물질간의 친화도 측, 분필름 성형기작, poly-ε

-caprolactone과 두단백 분리물 원료의 식품포

장용 생분해성 hot-melt 착제 개발, pectin 소재 

가식성 필름 유화액의 물변학  특성평가, 반응 압

출공정으로 생성된 분해성 starch-polycaprolactone 

nanocomposites, 음  장비를 이용한 다층 foil 

pouch의 성 평가, 온도  단처리에 따른 

버섯의 호흡률 변화, headspace GC 측정에 의한 

식품  식품포장의 잔류용제 감시 등에 한 연

구결과가 발표되었다.

Ⅲ. 연구원 발표논문 록

1. 발표자 : 김현구(Technical poster pre- 
sentation)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rassica ole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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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capita extracts

  Session 114E-13,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8:30 AM - 12:00, Friday, July 16, 2004 

2. 발표자 : 김현구(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Monitoring and optimization of microwave- 

assisted extraction conditions for sulforafane 

from Brassica oleacea var. capita by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Session 114F-23,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8:30 AM - 12:00, Friday, July 16, 2004 

3. 발표자 : 김남수(Technical oral 
presentation)

  Application of novel HPLC method to the 

analysis of regional and seasonal variation of 

the active compounds in Paeonia lactiflora 

  Session 96-9,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2:30 PM - 5:35, Thursday, July 15, 2004 

  

4. 발표자 : 김명희(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Combination of Immunomagnetic Separation 

and Liposome Immunoassay for the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 Serotype O157

  Session 99A-25, Biotechnology: General

  2:00 PM - 5:30, Thursday, July 15, 2004 

5. 발표자 : 김영찬(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Effect of roasting and extraction solvent on 

physiological properties of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Session 33F-29, Nutraceuticals & Functional 

Foods

  2:00 PM - 5:30, Tuesday, July 13, 2004  

6. 발표자 : 김영호(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grind 

beef with food additives    

  Session 67C-12, Food Chemistry: Food 

analysis, irradiation and toxicology

  2:00 PM - 5:30, Wednesday, July 14, 2004  

7. 발표자 : 김영호(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Study on the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beef and flatfish meats by electric nose

  Session 67C-28, Food Chemistry: Food 

analysis, irradiation and toxicology

  2:00 PM - 5:30, Wednesday, July 14, 2004  

8. 발표자 : 김종태(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Chitosan-protein nanospheres prepared by 

SPG (Shirus Porous Glass) membrane. I. 

Emulsification process and their characteristics

  Session 17G-30, Food  Engineering: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8:30 AM - 12:00, Tuesday, July 13, 2004  

9. 발표자 : 한찬규(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Inhibitory Effect of Ginseng against Estrogenic 

Activity of Butyl ρ-Hydroxy- benzoic Acid

  Session 114E-7, Nutraceutical and Functional 

Foods: Bioactivity measurement and mechanism

  8:30 AM - 12:00, Friday, July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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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표자 : 홍상필(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quality charact- 

eristics of premature and mature kimchi 

powders

  Session 67C-5, Food Chemistry: Food analysis, 

irradiation and toxicology

  2:00 PM - 5:30, Wednesday, July 14, 2004  

 

11. 발표자 : 홍석인(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Physical and antimicrobial properties of 

nisin-incorporated chitosan/PP films 

  Session 83B, Food Packaging: Applications of 

edible coatings, antimicrobial films, and 

sensors in food packaging

  8:30 AM - 12:00 PM, Thursday AM Room 

Hall N-1 

12. 발표자 : 홍석인(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Natural antimicrobial peptide isolated from 

the solitary tunicates 

  Session 67E, Food Microbiology: Meat, poultry 

and seafood

  2:00 PM - 5:30 PM, Wednesday PM Room 

Hall N-1 

13. 발표자 : 이남혁(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Inactivation rates of ATPase activity induced 

by hydrostatic pressure on myofibrillar 

protein from bovine Semitendinosus

  Session 49H-17, Nonthermal Processing: 

General

  8:30 AM - 12:00, Wednesday, July 14, 2004  

14. 발표자 : 이남혁(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Hydrostatic pressure effect on Ca-, Mg- 

ATPase activities and soluble protein of 

myofibrillar protein extracted from bovine 

Semitendinosus

  Session 49H-15, Nonthermal Processing: 

General

  8:30 AM - 12:00, Wednesday, July 14, 2004  

15. 발표자 : 하태열(Technical poster 
presentation)

  Inhibitory effect of Glycirrizhin on beta- 

amyloid protein induced cognitive deficit 

in mice

  Session 114E-6, N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Bioactivity measurement and mechanism

  8:30 AM - 12:00, Friday, July 16, 2004  

Ⅳ. 수집자료  제품 목록

  1) IFT 2004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Program and Exhibit Dictionary

  2) IFT 2004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Book of Abstract

  3) IFT 2004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IFT Today, Tuesday, July 12, 2004.

  4) 콜라겐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수집(김

호, 7/16-17, LA)

  ① Bloomraker

   ◦ 제품 형태 : Collagen Hydrolysate Bar

   ◦ 제조 회사 : Gelita - The Gelatine Group, 

Germany

   ◦ 비타민 조성 (Bar 무게 : 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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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종류

함량
(Vitamins/

100g)

RDA%
(Recommended 
daily amount)

B1 1.3 mg 93

B2 1.9 mg 119

B6 1.6 mg 80

Pantothenic 
acid

6.1 mg 102

Folic acid 166.5 ㎍ 83

Niacin 20.0 mg 111

B12 1.1 ㎍ 110

C 83.3 mg 139

E 13.3 mg 133

Biotin 0.07 mg 47

   ◦ 성분 조성(100 g contain on average)

성분 함량

Caloric value 380 kcal/ 1596 kJ

Protein 18.7 g

Carbohydrates 45.8 g

Fat 13.5 g

Collagen hydrolysate 10.0 g

   ◦ 포장 : 라미네이트 포장지로 포장

   ◦ 장 : cool and dry places

   ◦ 정보 : www. gelita. com/ service @ 

gelita. com

  ② Hydrolyzed collagen

   ◦ 제품 형태 : tablet

   ◦ 제조 회사 : Vitamin world(USA)

   ◦ 성분 조성

     - serving size : 6 tablets

     - supplement facts

Amount per serving 함량 % daily value

 Vitamin C 60 mg 100%

 Hydrolyzed collagen 6,000 mg  

    - other ingredients : Dicalcium phosphate/ 

Cellulose(plant origin)/ Croscarmellose/ 

Vegetable stearic acid/ silica/ Vegetable 

magnesium stearate/ Cellulose coating

   ◦ 주의 사항

    - 임산부나 lactating 여성은 사용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간 는 콩팥 질병, sickle cell anemia, a 

neurological disorder, tardive dyskenesia, 

herpes or cold sores에 걸린 이 있거나 

걸려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복용시 gastrointestinal discomfort, heart- 

burn, headache, fartigue 는 drowsiness 

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는 복용을 

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18세 이하는 복용을 자제 할 것

   ◦ Collagen hydrolysates의 특성

    - 100% pure protein in a hydrolyzed, 

soluble amino acid form

   ◦ 복용 : 성인인 경우, 공복에 3알씩 하루 2번 

복용

   ◦ 용도 : Dietary supplement for skin, hair 

and nails

   ◦ 포장 : PE 갈색병

   ◦ 장 : cool, dry place

   ◦ 정보 : www. vitaminworld. com

  ③ Gelatin

   ◦ 제품 형태 : capsules

   ◦ 제조 회사 : Vitamin world(USA)

   ◦ 성분 조성

    - serving size : 2 caps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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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plement facts

Amount per serving 함량 % daily value

 Gelatin 1,300 mg -  

    - other ingredients : Glycerin/ Vegetable 

stearic acid

   ◦ 복용 : 성인인 경우, 식후와 잠자리 등 하루 

2번 3알씩 복용

   ◦ 용도 : Dietary supplement for healthy nails

   ◦ 주의 사항 :

    - 상기 용도는 FDA 평가를 받지 않은 것임.

    - diagnose, treat, cure, 질병 방을 한 것

은 아님 

   ◦ 포장 : PE 갈색병

   ◦ 장 : cool, dry place

   ◦ 정보 : www. vitaminworld. com

  ④ skin, Hair, and Nails Formula

   ◦ 제품 형태 : Tablets

   ◦ 제조 회사 : Vitamin world(USA)

   ◦ 성분 조성

    - serving size : 3 tablets

    - supplement facts

Amount per serving 함량 % daily value

Vit. A 500 I. U. 100%

Vit. C 60 mg 100%

Vit. D 100 I. U. 25%

Vit. E 15 I. U. 50%

Thiamin(Vit. B-1) 5 mg 333%

Ribiflabin(Vit. B-2) 5 mg 294%

Niacin 25 mg 125%

Vit. B-6 5 mg 250%

Folic acid 200 mg 50%

Vit. B-12 8 mg 133%

Biotin 200 mg 67%

Pantothenic acud 15 mg 150%

Calcium 834 mg 83%

Iron 3 mg 17%

Phosphorus 331 mg 33%

Iodine 112.5 mg 75%

Magnesium 100 mg 25%

Zinc 7.5 mg 50%

Selenium 12.5 mg 18%

Manganese 5 mg 250%

PABA(Para-
aminobenzoic acid)

25 mg -

Choline bitartrate 75 mg -

Inositol 30 mg -

RNA 30 mg -

Citrus bioflavonoids 25 mg -

Rutin 12.5 mg -

Betaine hydrochloride 25 mg -

 

    - other ingredients : Cellulose(plant origin)/ 

Croscarmellose/ Vegetable stearic acid/ 

silica/ Vegetable magnesium stearate/ 

Cellulose coating/ Mannitol

   ◦ Collagen hydrolysates의 특성

    - 100% pure protein in a hydrolyzed, 

soluble amino acid form

   ◦ 복용 : 성인인 경우, 하루 3알 복용

   ◦ 용도 : Dietary supplement for skin, hair 

and nails

   ◦ 주의 사항

    - 임산부나 lactating 여성은 사용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복용양을 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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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병, 간질환, 담석, 콩팥 질환, sarcoi- 

dosis, hyperparathyroidism 등에 걸린 이 

있거나 걸려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

를 것

    - 복용시 gastrointestinal discomfort, heart- 

burn, headache, fartigue 는 drowsiness 

     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는 복용을 

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18세 이하는 복용을 자제 할 것

   ◦ 포장 : PE 갈색병

   ◦ 장 : cool, dry place

   ◦ 정보 : www. vitaminworld. com


